정책건의

□ 국토교통부 쇠퇴기준에 따르면, 경기도내
새재생사업은

개소에서 추진 중

37

○ 경기도내 도시재생사업은
사업으로

년 4개소가 지정되었고,

‘16

년~‘19년까지 도시재생뉴딜

’17

개소가 선정되었으며,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개소가 추진 중임

31

○ 경기도내 준공후

년 이상 경과된 단독⋅다가구주택은

20

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속한 주택은
-

개 읍⋅면⋅동이 쇠퇴지역이지만 도시

231

만 동이지만, 도시정비사

23.1

동에 불과

33,934

원도심 단독주택의 필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집수리가 필요

○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,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
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지원사업을 추진
-

경기도는

년 5월에

‘19

「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 구

체적인 지원정책은 미수립

□ 경기도 집수리는 노후 단독주택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
○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 필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호당

만원 이내에

500~1,000

서 검토하며 융자지원은 금융권과의 협약이 필요하므로 중⋅장기 계획으로 추진
○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물량을 지자체에 배정하며,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
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전달하는 기초⋅광역의 역할 필요
○ 집수리 지원의 범위는 주민의 요구가 큰 주택의 내부개선을 포함하며, 지원대상자는
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
○ 집수리 지원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 단계와 2단계 지원체계 구축 단계로 구분
단계는 조례 개정 등 제도화 단계로

- 1

호 내외의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

100

i

단계는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

- 2

○ 집수리 지원센터는 중⋅장기적으로 설치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검토
○ 집수리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주택을 현장 실사하고 집수리 방법 등의
컨설팅과 선정⋅평가를 수행
○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을 발굴
하고 집수리 사업 위탁 등의 연계 필요

□ 뉴타운 해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
○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주거환경 지원대책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
하여,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단독주택지로 확대 검토
-

뉴타운 해제지역내

⋅

년 이상 단독 다가구 주택은

20

동으로 조사됨

17,291

□ 조례 개정을 통해 집수리 비용 보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집
수리 자문단의 기능 보완 필요
○ 조례 제6조의 재정지원에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검토
○ 집수리 지원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를
위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 구체화
○ 조례 제10조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집수리 대상의 현장 실사와 자문 역할이 가능
하도록 보완 필요

키워드
ii

도시재생, 집수리, 단독주택, 뉴타운해제

